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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tary Fibrous Tumor of Meninges in Pituitary Fossa
-A Case Report-

Dae-Woon Eom, Shin Kwang Khang, Chang Jin Kim1 and Jae Y. Ro

Departments of Pathology and 1Neurosurger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Solitary fibrous tumor (SFT) was originally described in the pleura. An increased number of
extrapulmonary sites of SFTs has been described. We report a case of SFT of the meninges
in the pituitary fossa. A 56-year-old man was admitted with a severe headache and visual
disturbance. The tumor, with osteolytic bony change, was 3.5 cm in greatest dimension and
extended from the sphenoid sinus to the third ventricle level. Histologically, the tumor showed
the typical features of a solitary fibrous tumor with no evidence of being high grade. By immuno-
histochemical study, the tumor cells were positive for CD34, vimentin, and Bcl2, but were
negative for epithelial membrane antigen and S-100 protein. When fibrous tumors or tumors
with hemangiopericytic vascular pattern involve the meninges, the possibility of their being
SFTs should be considered, and a proper immunostaining is recommended. To our knowledge,
ours is the first description of a case of SFT occurring at the meninges in the pituitary fo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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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와의뇌수막에서발생한고립섬유종양

-1예보고-

고립섬유종양은 주로 성인의 흉막에서 발생하는 섬유증식성

종양으로 알려져 왔다.1 그러나 흉막 이외에도 복막이나 비장막

성 장기인 상기도, 전격동, 안와, 연부조직, 갑상샘, 비강 등과1-5

매우 드물지만 뇌수막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6-8

초기에는 이 종양의 발생에 관해서 중피세포가 그 기원세포일

것으로 알려져 국소섬유중피종, 아중피종, 흉막하 섬유종 등 다

양한 명칭으로 기술되어 왔으나, 최근 면역조직화학적, 전자현미

경 검사 및 조직배양 실험에서 중피하 섬유모세포양 중배엽세포

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고립섬유종양이라는 통일

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4,5

이 종양의 부분은 양성의 형태학적 특징을 보이지만 일부에

서는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일 수 있다. 이 종양의 예후에는

수술 시의 완전 절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1 악성소견의 특징으로는 1) 핵분열이 10개의 고배율 시야에

서 4개 혹은 그 이상, 2) 출혈 및 괴사, 3) 세포 도의 증가, 4)

다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뇌수막에서 발생한 고립섬유종양도 흉막의 고립섬유종양과

유사한 병리소견의 특징을 보이지만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드물

고, 비슷한 소견을 보일 수 있는 다른 방추형 세포로 구성된 종

양과 감별해야 한다. 본 증례의 경우 종양의 발생 위치가 지금까

지 보고된 바가 없는 뇌하수체와이고 임상소견이 뇌하수체 샘종

처럼 보 다는 점이 흥미가 있어서 종양의 조직 소견, 면역조직

화학 소견, 임상 소견을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56세 남자 환자가 약 1년 전부터 시작된 양측의 시각 이상과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 다. 과거력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고, 전

산화 단층촬 에서 주위 골조직을 파괴하는 소견을 동반한 3.5

cm 직경의 고음 의 둥근 종괴가 접형동과 제 3 뇌실 사이의

뇌하수체와에서 관찰되었다(Fig. 1). 자기공명 검사에서 이 종괴

는 T1 부하 상에서 약간 감소하거나 동일한 신호 강도를 보

으며 T2 부하 상에서는 감소된 신호 강도를 나타내었다.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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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ACTH, 코티졸, 프로락틴, 및 성장호르몬 등의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임상적으로 뇌하수체 샘종의 진단 하에 종양절제

술이 시행되었다. 절제된 종괴는 고형성의 여러 조각의 조직으

로 절단면은 회백색 혹은 연황색이었고 탄력성이 있거나 단단하

다. 현미경 소견은 특별한 배열 양상이 없이 불규칙하게 증식

한 방추형 세포가 풍부한 경화성 교원섬유의 간질을 배경으로

관찰되었고, 부분적으로 불규칙하게 분지하고 확장된 혈관외피

세포종 형태의 혈관 구조도 관찰되었다(Fig. 2). 종양세포는 세

포질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핵은 방추형 혹은 난원형으로 염

색질은 균일하 으며 핵소체는 불분명하 다. 세포 도는 부분

적으로 혈관 주위에서 증가된 곳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낮았

고 핵의 다형성 및 이형성은 뚜렷하지 않았다. 유사분열은 0-

1/50 HPF로 관찰되었다. 괴사나 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종양세포는 비멘틴, CD34 및 Bcl2에 광

범위하게 강한 양성으로 염색되었고(Fig. 3), 사이토케라틴, S-

100 단백 및 epithelial membrane antigen (EMA) 등에 모두

음성으로 염색되었다.

고 찰

흉막에서 발생하는 고립섬유종양의 생물학적 특징, 조직소견,

임상경과 등에 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1 반면 흉막외

고립섬유종양은 그 빈도가 드물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흉막의 고립섬유종양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고립섬유

종양은 조직소견이 섬유육종, 섬유과오종, 양성 및 악성 섬유조

직구종, 양성 및 악성 신경집종, 평활근종 및 육종 등으로 오인

되기 쉽다.2 특히 뇌수막에 연하여 발생한 고립섬유종양은 매우

드물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40예 미만의 증례만이 보고되어 있

을 뿐이다.6,7 또 이들의 부분은 조직소견이 양성이지만 뇌실질

로 침습하거나 원격 전이를 보인 경우도 보고되어 있다.6,8 뇌수

막에 연하여 발생한 고립섬유종양의 발생 부위는 부분 후두개

Fig. 1. A computed tomographic scan shows a well defined round
mass with high intensity in the pituitary fossa (arrow).

Fig. 2. The tumor is composed of spindle shaped fibroblast-like
cells lying within the abundant collagenous tissue with foci of
hemangiopericytic vascular pattern.

Fig. 3. By immunohistochemistry, the tumor cells are strongly
positive for CD34 (A) and Bcl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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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나 척수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지금까지 뇌하수체와에서 발

생한 증례의 보고는 없다.

뇌수막의 고립섬유종양은 11세에서 73세 사이의 다양한 연령

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고립

섬유종양과는 달리 남자에게 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6

임상증상으로 두개내압의 상승으로 인한 두통, 종양의 국소적

성장에 따른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종양의 조직소견은 다른 부위에서 발생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 도의 방추형 세포로 이루어진 부위

와 경화성 섬유화를 보이는 풍부한 사이질 성분을 가지는 세포

도가 낮은 부위가 다양한 비율로 서로 섞여서 교 로 나타나

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각각의 종양들뿐만 아니라 한 종양 내

에서도 방추형 세포들의 배열과 사이질 성분의 비율이 부위에

따라 달라서 다양한 소견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이들 세

포들은 특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 불규칙한 배열이나 짧은 다

발 혹은 소용돌이 모양의 세포배열을 보이고 때로는 섬유육종이

나 신경집종을 연상시키는 청어뼈 모양이나 울타리배열 등도 보

일 수 있으며, 혈관외피세포종에서 나타나는 불규칙하게 확장된

특징적인 혈관구조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고립섬유종양의 기원세포에 관하여 초기에는 주로 흉막에서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흉막하 조직의 중피세포에서 기원하

는 국소중피종으로 생각되었으나, 면역염색에서 사이토케라틴에

음성이고 비멘틴에 양성인 점과 전자현미경소견에서 중피세포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섬유모세포의 소견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

어 원시 간엽세포의 일종인 섬유모세포 기원으로 생각되고 있

다. 비장막성 장기에서도 고립섬유종양이 발생한다는 점도 이러

한 사실을 뒷받침한다.5 뇌수막에서 발생한 고립섬유종양의 기원

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되며, 부검에 의해 얻어진

정상 및 뇌수막종 주위 뇌경막 조직에서 경막과 지주막하 조직

의 경계층에 위치한 섬유모세포와, 경막에 연하여 위치한 우연

히 발견된 작은 섬유성 결절이 CD34에 한 면역염색에서 양성

이었다는 보고도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9 CD34는

115 kDa의 분자량을 갖는 세포막 당단백에 한 단일 세포군의

항원으로, 거의 부분의 고립섬유종양에서 발생위치나 분화 정

도와 무관하게 강양성을 보여서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융기섬유육종, 신경섬유종, 양성 및 악성 신경집종, 혈관외피세포

종의 일부도 양성을 나타내므로10 진단할 때 주의해야 한다. 

부분의 고립섬유종양에서 부분적으로 혈관외피세포종 양상의 혈

관구조가 관찰되므로 CD34에 한 양성인 사실만으로는 혈관외

피세포종과의 감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혈관외피세

포종은 면역염색의 강도가 비교적 미약한 국소반점 형태이고,

혈관 주변부에서는 강양성인 반면 종양의 주변부에서는 약양성

혹은 음성으로써 고립섬유종양에서 보이는 광범위한 강양성 염

색 양상과는 분명히 구별된다.11 또한 조직소견에서 혈관외피세

포종은 고립섬유종양에 비하여 사이질을 이루는 아교질의 양이

비교적 적은 것과 전자현미경소견에서 풍부한 기저판과 세포 간

극을 보인다는 점도 감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근의 논문을

보면 이 두 질환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이 아닌 하나의 선

상에 있는 질환들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앞으로 이에 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12

면역염색에서 고립섬유종양은 Bcl2에 해서 양성이며, smooth

muscle actin과 desmin, EMA, S-100 단백 등에 해서는 모

두 음성이다. 뇌수막에서 발생한 경우 비슷한 조직소견을 보일

수 있는 종양으로 섬유뇌수막종, 뇌수막의 섬유육종 또는 근섬

유모세포종 및 신경집종 등이 있다. 섬유뇌수막종은 EMA에 양

성이지만 CD34에는 부분 음성이고, 고립섬유종양은 CD34에

해서 양성이고 EMA에 음성인 점으로 감별이 가능하다.13 뇌

수막의 섬유육종 또는 근섬유모세포종은 CD34에 음성인 점으로

구별할 수 있고, 신경집종은 종양세포가 S-100 단백에 해 핵

과 세포질에서 양성인 점으로 구별된다. 즉 고립섬유종양과 유

사하게 보이는 뇌수막의 방추형 세포로 구성된 종양들과 감별하

는 데 있어서, 다양한 소견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조직 소견, 임

상 양상, 방사선 검사 소견 등을 기본으로 하여 CD34 등을 비롯

한 면역염색의 도움을 받는다면 올바른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흉막에서 생긴 고립섬유종양에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종괴의 크기가 10 cm 이상, 종양세포의 다형성, 세포 도의 증

가, 10개의 고배율 시야당 4개 이상의 유사분열, 괴사와 출혈의

존재 등이 있으나 예후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술

로 완전 절제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이다.1 뇌수막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까지 보고된 증례가 너무 적어서 분명하지 않지

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 소견이 분명한 양성임에도 불구

하고 주위 뇌실질로 침습하거나 원격전이를 보인 예 등이 있으

므로 흉막에 생긴 종양과 마찬가지로 수술에 의한 완전 절제의

여부가 환자의 예후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흉막에 생

긴 전형적인 고립섬유종양의 경우 재발이나 전이가 주로 5년 이

후 발생하는 점으로 미루어 특히 본 증례와 같이 뇌수막에 연하

여 발생할 경우에도 가능한 완전 절제를 시도해야 한다. 해부학

적 위치에 따른 어려움으로 완전 절제가 힘들 때는 장기간 주의

깊게 추적 관찰하고 보조치료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증례의 경우 분명한 악성을 시사하는 조직 소견은 관찰되

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뇌수막과 같은 흉막외에서 발생한 고립

섬유종양의 증례가 드물고 장기간에 걸친 추적 관찰의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완전 절제와 함께 세심한 추후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종양의 해부학적 위치로 인한 어려움으로

완전 절제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2개월 후 남아 있는 종양을

절제하기 위해 재수술을 시행하 다. 재수술에서 얻어진 종양은

처음 종양과 조직학적으로 동일하 으며, 수술 후 환자의 시각

이상과 두통 등의 임상 증상이 호전되었고 현재 5개월째 경과

관찰 중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수막에 연하여 발생한 종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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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검사에서 풍부한 경화성 섬유성 배경에 혈관외피세포종 형

태의 혈관 구조를 가지는 방추형 세포로 구성된 종양의 경우, 감

별 진단으로 반드시 고립섬유종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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